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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실재감 있는 다양한 증강현실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실재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림자 표현 

방법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그림자 요소인 음과 영의 일반 역할과 효과를 분석하고, 그 중 영을 중심으로 

표현 요소별 역할과 효과를 정의한 후 증강현실 앱의 서비스 유형별 3D물체 그림자의 표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연구 목표를 

두었다. 연구 방법은 그림자 관련 선행문헌 연구를 통해 7가지의 그림자의 역할 및 효과를 정립하였다. 사례 분석 대상은 현재 출

시된 45개의 앱 서비스 사례를 쇼핑, 위치정보, 게임, 교육으로 유형화 하였고, 영 그림자 표현 분석을 위한 분석 도구는 정적표현 

분석을 위한 '형태', '농도'와, 동적 표현 분석을 위한 '각도', '투시', '고도'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이후 설문조사를 통해 서비스 유형

별 3D물체 그림자의 적절한 표현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Abstract] 

 New technology has led to various augmented reality(AR) services. However, shadow representation, crucial for recreating 
reality, has not been fully investigated. We aim to provide a guideline for the shadow representation of 3D objects, based on AR 
app service categories. Shade and Umbra were analyzed, and their roles and effects were established with a focus on Umbra. The 
seven shadows’ roles and effects were identified based on prior studies. The representation of Umbra in 45 app services were 
analyzed according to service categories of shopping, location information, game, and education. Criteria of shape and brightness 
were used for static analysis, while criteria of angle, perspective, and elevation were used for dynamic analysis. A guideline for 
3D objects’ shadow representation according to categories was established through a following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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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속적인 미디어 기술의 발전은 앱(APP) 서비스 내 사용자

경험을 변화시키고 있다. 증강현실 영역 또한 기술이 발전할수

록 실재감(實在感)있는 서비스 구현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앱

들을 출시하고 있다. 그 중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표현 요소 

중 하나인 그림자는 가상물체와 실제공간과의 시각적 격차 해

소에 도움을 주어 증강현실 서비스에서도 실재감 증진을 위한 

중요한 시각화 요소이다. 그러므로 실제공간에서 3D 가상 물체

를 실재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른 그림자 표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증강현실 상황의 그림자 표현에 

대한 선행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많은 그림자 표현이 디자이

너 개인의 선호에 의존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림자 관

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그림자 요소의 분석과 그 역할 및 효

과를 정립하는데 1차 목적이 있고, 실증 연구를 통해 그림자에 

대한 기초 인식조사부터 증강현실 서비스 유형별 그림자의 표

현 요소가 실재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관계를 검증한 후 

3D물체 그림자 표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최종 목적이 있

다. 본 연구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째, 선행연구 및 사

례조사를 통해 그림자 요소와 역할 및 효과를 도출한 후 이를 

분석도구로 선정하였다. 둘째, 현재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 증강

현실 서비스 종류를 유형화하여 분석 대상으로 선정 한 후 그림

자 표현방법을 도출하여 설문 문항에 적용하였다. 셋째, 설문 

진행을 통해 그림자 표현 요소가 상황별로 실재감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검증한 후, 이를 바탕으로 향후 증강현실 서비스 

내 가상 물체의 그림자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Ⅱ. 관련 연구

 
2-1 그림자 정의와 구분 

그림자란 ‘사물이 햇빛이나 불빛을 가려 나타난 검은 형상’
을 말한다[1]. 하지만 그림자는 자연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다양

한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동서양은 그림자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동양에서는 그림자를 숨겨진 세계의 

본질을 드러내는 환영의 공간으로 바라보지만 서양에서는 본

질과 가장 동떨어진 진리로, 정신적인 재현으로 바라본다[2]. 
그림자는 그림 1과 같이 음(Shade)과 영(Umbra)으로 구분된

다. 그늘인 음은 “불투명한 물체에 빛이 투과 될 때 반대쪽 일부

의 면적에 빛이 닿지 않아 어두워지는 부분”을 말하며 영은 “빛
이 물체에 가려져 다른 물체의 표면에 생기는 어두운 부분”을 

말한다[3]. 형성되는 위치가 다른 만큼 음과 영은 각자 다른 역

할을 가지고 있다. 음은 주로 사물의 표면질감과 입체감을 표현

해주고 영은 사물이 3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공간감을 준다. 이
와 같이 사물의 실재감 있는 그림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음과 

영의 적절한 조화가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 그림자의 음영  

Fig. 1. Shade, umbra of shadow

2-2  증강현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그림자 구현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이란 실 공간에 가상 물체를 

현실화 시키는 것[4]으로, 현실과 가상공간을 실시간으로 연결

하여 사용자에게 실재감을 제공한다. 기술 발전에 의해 증강현

실은 점차 사실감 있는 그림자 렌더링을 추구하고 있다. 과거에

는 기존 LTE 네트워크 기술의 한계로 고품질 서비스의 구현이 

어려웠으나 현재는 5G가 개통됨으로써 실시간으로 사실감 있

는 그림자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5]. 렌더링 기술 측면에서

는 주변 조명 공간을 지오데식 돔(Geodesic dome)으로 모델

링하여 공간을 계층적으로 분할하는 그래디언트 레이(Gradient
ray)와 같은 방법이 있다[6]. 또한 카메라를 통해 실제 환경의 

광원을 추적하고, 그 광원의 위치를 재구성하며 생성된 환경기

반 맵의 그림자를 제작하는 전역 조명(Global illumination) 기
술이 연구되고 있다[7]. 애플 또한 환경을 고려한 실재감 있는 

그림자 표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리얼리티 키트(Reality
kit)와 같은 AR키트를 활용하고 있다[8]. 하지만 현 상용화된 증

강현실 앱은 이와 같은 연구들의 기술기반 그림자 렌더링 시스

템이 도입되기 이전 단계로, 본 연구는 향 후 실제 기술 도입으

로 실재감 있는 그림자를 재현할 시에도 표현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고, 또한 표현 자체 측면에서도 실재감을 줄 수 있는 요

소 분석을 도출해 보고자 시작되었다. 그 방법으로 그림자의 역

할  및 효과를 분석한 후 서비스 유형별 증강되는 환경과 사용

자들의 동적 행위를 분석한 후 실증 연구를 통해 실재감 있는 

3D 물체의 그림자 표현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3 그림자 요소의 역할 및 효과

본 연구는 그림 2와 같이 선행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를 통해 

그림자 요소별 역할 및 효과를 도출한 후 기초 설문 문항의 실

험도구로 활용하였다. 진행 과정은 먼저 그림자 관련 14개의 선

행문헌과 그림자 관련 칼럼 1개, 그리고 기업에서 제시한 가이

드라인 1개를 분석하여 그림자 요소인 음과 영의 역할 및 효과

를 알아보았다. 문헌 분석 결과, 음의 경우 사물에 부피와 입체

감을 주며[3] 물체 표면의 질감과 색 정보 등사물에 대한 정보

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3], [9]-[12]. 반면 영은 사물의 존

재를 명료하게 하고[1], [9], [13] 사물과 사물 주변 요소와의 대

비를 통해 형태지각을 강화시켜준다[3], [12], [14]. 또한 영은 

요소들 간 색 및 질감이 극명하게 대비될 때 중간 톤 조절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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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자연스러운 실재감을 주며 시각적 격차를 해소한다

[15]-[16]. 아울러 빛의 종류와 고도에 따라 변화되는 그림자 표

현을 통해 물체의 높이, 공간의 깊이단서 정보를 제공하고[1], 
[3], [12]-[13],  [17]-[21] 시간의 흐름을 인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9], [14], [21]-[22]. 문헌분석 후 그림자의 일반 역할 및 효

과들을 선별하기 위해 문헌을 기반으로 한 126가지의 그림자 

이미지 사례 분석과 선행 문헌의 교차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단조로운 디자인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고 시각적 밀

도를 더하는 효과[13], 그리고 단순 흥미 연출을 해주는 효과는

[16] 단순 표현 효과 측면이 강해 공통 그림자의 효과 및 역할 

항목에서는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추출 과정을 거쳐 본 연구는 

‘형태지각’, ‘실재감’, ‘원근감과 공간감’, ‘빛의 방향성 제시’, 
‘질감 형성’, ‘요소 간 자연스러운 조화’, ‘고도 형성’의 7가지를 

그림자의 일반적 역할 및 효과 항목으로 최종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구체적인 그림자 표현 방법을 도출하고 그 활용의 역할 

및 효과를 제안하는데 주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그림자의 7가
지 일반적 역할 및 효과를 도출한 후 현 증강현실 서비스에 실

제 적용된 그림자 표현 사례 분석을 위한 분석 도구를 정의하였

다. 앞서 7가지 그림자 요소별 역할 및 효과를 조사한 결과 음은 

주로 사물에 대한 정보를 주며, 영은 음과 달리 주변 환경 정보

와 연관하여 사물의 공간을 설명하는 표현 도구로 활용되고 있

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증강현실의 특성상 증강되는 3D 물

체와 실제 환경 간의 실재감 있는 그림자 표현방법을 찾는데 중

점을 두고 있으므로 그림자 요소 중 ‘음’ 보다는 ‘영’을 중심으

로 분석하기에 용이한 사례 분석 요소를 도출하였다. 16개 선행

문헌 중 ‘영’의 역할이 언급된 11개 문헌에서 '영'의  표현요소

를 추출한 후 그림 3과 같이 ‘형태’, ‘농도’, ‘각도’, ‘투시’, ‘고
도’의 5가지 영의 표현요소별 역할 및 효과를 최종  도출하였다. 
문헌을 통해볼 때, 영의 형태 표현은 물체의 형태지각을 도왔으

며[3], [10]-[11] 농도 표현은 명도대비를 통해 형태지각, 실재

감, 공간감, 그리고 주변 요소들과의 조화를 도왔다[3], [9]-[10], 
[12], [15]. 각도 표현의 경우 빛의 방향에 따른 드리워진 그림자

의 각도로 실제 환경의 빛 방향 인지를 도왔으며[11], [19]-[20], 
[22] 투시 표현은 공간에서 물체의 입체감에 도움을 주었다[17] 
. 마지막으로 고도 표현은 물체와 공간의 위치에 따른 고도 정

보를 주로 전달하고 있었다[18]. 앞서 도출한 7가지 그림자 역

할 및 효과 중 질감 형성과 관련된 내용은 ‘음’을 중심으로 작용

되는 효과이므로 5가지 영의 표현 요소에는 포함시키지 않았

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한 영의 5가지 표현 요소별 역할 

및 효과를 사례분석 도구와 설문 문항의 실험도구로 활용하였

다. 본 연구는 5가지 도구 중 앞의 두 개인 ‘형태’와 ‘농도’는 주

로 정적 그림자 상황에 해당되는 사례 분석용 도구와 설문 실험

도구에, 나머지 세 개인 ‘각도’, ‘투시’, ‘고도’는 동적 그림자 상

황의 사례 분석 도구와 설문 실험도구로 활용하였다. 5가지 모

두 정적, 동적 그림자 표현 요소에 적용되는 분석도구이긴 하나 

‘각도’, ‘투시’, ‘고도’는 그 중 증강현실 상황에서 증강 물체를 

들거나 움직이는 동적상황일 때 빛 방향 변화에 따른 실재감 표

현의 영향관계가 더 크므로, 이와 같이 분석도구를 구분하였다. 

 

그림 2. 그림자의 7가지 역할 및 효과 도출과정

Fig. 2. The process of deriving 7 roles and effects of 
shadow

그림 3. 영의 5가지 표현 요소 별 역할 및 효과

Fig. 3. Roles and effects of each of the five 
representation elements of Umb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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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례 조사

3-1  현 증강현실 서비스 유형별 분석대상 선정

그림자 표현 사례조사의 분석대상 선정을 위해 증강현실을 

서비스별로 유형화한 3개의 선행 문헌연구를 비교 분석하였다

[23]-[25]. 이를 통해 서비스 유형을 지역정보, 광고 및 홍보, 게
임, 교육, 예술, 문화, 공공서비스의 7가지로 1차 분류하였다. 
이후  2019년 11월 12일 기준 앱 스토어에 출시된 상위 45개의 

증강현실 서비스를 선정하였고, 가상물체의 증강환경과 이용 

목적을 기준으로 유사도에 따라 서비스를 그룹화 하여 각 용어

를 다음과 같이 재정의 하였다. 광고 및 홍보 분야에 포함되는 

상위 서비스 대부분이 쇼핑을 위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광고 및 홍보 분야의 명칭을 

‘쇼핑’으로 바꾸었다. 지역정보의 경우 사용자의 위치를 확인

한 후 3D 물체에게 장소를 안내받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명칭을 ‘위치정보’로 좀 더 구체화 하였다. 문화 분야의 

경우 오락적인 요소를 즐기는 목적을 가진 서비스가 다수를 차

지하여 ‘게임 서비스‘로 용어정의 하였다. 예술, 공공서비스 분

야는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사용자가 교육목적으로 3D물체로

부터 정보를 제공받기 때문에 ‘교육 서비스’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재분류 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7가지 서비스 유형을  

‘쇼핑’, ‘위치청보’, ‘게임’, ‘교육’의 4가지로 최종 유형화 하였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쇼핑은 신체나 실내 공간에 옷

이나 가구와 같은 증강된 물체를 배치하여 구매를 촉진하는 목

적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로 정하였다. 둘째, 위치정보는 실내/
실외 공간에서 GPS를 토대로 가상 물체에게 길 안내 등의 정

보를 받는 서비스로, 셋째, 게임은 가상공간 위에 증강된 물체

를 조작하여 재미를 유도하는 서비스로 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은 책과 같은 실제 물체 위에 증강된 가상 물체를 관찰하여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는 서비스로 정하였다. 

3-2 현 증강현실 서비스의 그림자 표현방법 분석

영의 5가지 표현 요소별 역할 및 효과 분석을 위해 도출한 사

례 분석 도구인 ‘형태’, ‘농도’, ‘각도’, ‘투시’, ‘고도’를 이용하

여 4개 서비스로 유형화한 45개 서비스 사례를 조사하였다. 그
림 4는 서비스 유형별로 정적 그림자 표현 분석 요소인 ‘형태 

및 농도’에 따른 그림자  표현 사례를 추출, 분석한 과정으로  

그 중 그림자 형태는 사물의 외곽 형태가 반영된 한 가지 톤의 

플랫한 표현의 그림자, 형태가 반영된 여러 단계 톤의 그라데이

션 표현의 그림자, 형태가 미 반영된 플랫 그림자, 형태가 미 반

영된 그라데이션 그림자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45개의 

서비스 중 사물의 외곽 형태를 반영한 그림자는 27개, 반영하지 

않은 그림자는 2개, 그림자 표현이 전혀 없는 경우는 16개였다. 
비록 사물의 형태를 반영한 그림자가 과반수 이상 이었지만 그

림 5와 같이 동일 환경임에도 증강된 사물과 실제 사물의 그림

자 형태를 플랫 그림자와 그라데이션 그림자로 혼용 표현하여 

어색하게 처리된 경우가 상당 수 있었다.  그림자 농도 표현의 

경우 사례에서 주변 실제 물체들의 그림자와 증강된 사물의 그

림자 표현이 너무 진하거나 흐림의 대비가 커서 조화가 잘 이루

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림 5와 같이 실제와 가

상 물체의 그림자 농도 표현이 환경 상황과 일치되지 못하여 형

태 표현과 마찬가지로 어색하게 표현된 사례가 많았다. 다음으

로 그림 6과 같이 증강된 물체를 사용자가 움직이는 동적 상황

에서 그림자의 ‘각도’, ‘투시’, ‘고도’ 표현을 조사하였다. 3차원 

공간을 설명하는 X, Y, Z 축을 기준으로 쇼핑, 위치정보, 게임, 
교육의 4개 유형 분석 대상 서비스에서 공통 동적 요인을 분석

하였다. 첫 번째 그림자의 각도 표현은 X축을 기준으로 사용자

가 이동할 때 환경의 광원을 반영하여 드리워진 그림자 각도가 

광원의 위치 변화를 반영하는 지에 대한 여부로 확인하였다. 두 

번째로 그림자의 투시 표현은 Z축을 기준으로 물체와 사용자

간 거리 변화로 인한 그림자의 투시 변화를 살펴보았다. 모바일 

기반 증강현실 서비스는 사용자의 시점 변화가 빈번하고  물체

와 사용자의 거리 변화가 잦으므로 투시가 동적 그림자의 주요 

표현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세 번째 고도 표현은 사용자가 증

강된 3D 물체를 들어 올리거나 증강 물체가 스스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물체 기준 Y축의 위치 변화에 따라 그림자에 적절한 

크기 및 농도의 변화가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이상의 

3가지 그림자 동적 표현 요소는 동적 상황 시 실재감을 위한 핵

심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현 증강현실 서비스 45개 중 각도를 반

영하지 못한 앱은 30개, 투시를 반영하지 못한 앱은 39개, 고도

를 반영하지 못한 앱은 27개로 과반 수 이상이 동적 상황에서 

실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림 4. 서비스 유형별 그림자 형태 및 농도 추출 작업

Fig. 4. Screening of shadow shape and brightness by 
service type

그림 5. 그림자 형태, 농도의 환경 정합 오류

Fig. 5. Environmental matching errors in shadow shape 
and brigh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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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서비스 유형별 그림자 동적 표현 추출 작업

Fig. 6. Screening of dynamic representation in shadow by 
service type

Ⅳ. 설문조사 및 해석

4-1 설문 문항 설정

그림 7. 설문 문항 구성 트리 맵

Fig. 7. Tree map of survey 

그림 7은 설문 조사를 위한 실험 설계 맵으로 영의 5가지 표

현 요소를 설문문항 실험도구로 활용하여 실증연구를 진행하

였다. 설문 문항은 크게 세 가지 구성으로 제작, 진행하였다. 첫
째, 그림자의 표현방법과 역할 및 효과에 대한 그림자의 기초 

인식 설문을 진행하였다. 둘째, 움직임이 없는 정적 이미지를 

제시하여 4개 서비스 유형별 그림자 표현 방법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쇼핑, 위치정보, 게임, 교육의 각 서비스 환경은 직

접 제작하여 각 상황에서 증강된 3D 물체에 대한 적절한 그림

자의 표현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서비스 유형별 실

내와 실외의 주이용 환경에 따른 광원의 종류를 고려하여 제작

하였다. 가령 가구 배치를 하는 쇼핑 서비스는 주로 실내에서 

사용되어 물체와 광원의 위치가 가까운 인공광의 환경을 제시

하였다. 위치정보 서비스는 주로 실외 태양광의 영향을 받는 환

경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게임과 교육 서비스의 경우 각각 집안, 
교실과 같은 실내 환경의 인공 광을 기반으로 제시하였다. 그리

고 사례 조사를 통해 도출된 4가지의 그림자 형태 표현을 각 서

비스 유형의 환경에 적용하여 피험자가 생각하는 적절한 그림

자 형태 표현방식을 선택하도록 구성하였다. 농도 설문의 경우 

피험자가 앞서 선택한 그림자 형태에 25%, 50%, 75%의 세 단

계 농도 표현의 옵션을 제시하여 적합한 농도 단계를 선택하도

록 하였다. 셋째, 동적상황에 대한 그림자 표현인 ‘각도’, ‘투
시’, ‘고도’ 설문은 정적 설문과 동일하게 제작된 환경 속의 증

강된 3D 물체에 GIF로 동적 움직임을 주어  설문 문항 자체를 

동적으로 구성, 진행하였다. 증강된 3D 물체의 ‘각도’, ‘투시’, 
‘고도’ 기반으로 움직이는 동적 그림자가 환경 변화와 연동될 

경우와 연동이 안 될 경우 피험자가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 지

를 확인하고자 2가지 그림자 세트를 제작하여 그 선호도를 조

사하였다. 

4-2 설문 진행 및 결과

설문 조사는 2020.02.22 ~ 2020.02.26까지 진행하였으며 응

답자는 총 122명으로 평균 연령은 20.6세, 남성 43명, 여성 79
명, 디자인 전공자 63명, 비전공자 59명으로 구성되었다. 표 1
은 첫째 그림자에 대한 기초 인식에 대한 설문 문항과 결과표이

다. 문항 1은 평소에 어떤 부분을 그림자로 인지하는지에 대한 

설문이었다. 설문 결과 음과 영을 모두 그림자로 인지하는 응답

자는 32.8%, 영만을 그림자로 인지하는 응답자는 66.4%였다. 
해당 문항 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일반적으로 영을 그림자로 인

지함을 알 수 있었다. 문항 2는 그림자의 역할 및 효과를 텍스트

로만 제시하여 3가지를 고르도록 한 기초 인식 조사 문항으로 

응답 결과 1위는 빛 방향성 제시(74.6 %), 2위는 실재감(69.7%), 
3위는 원근감과 공간감(59.8%)이었다. 응답자는 광원의 위치

인지, 실재감, 원근감 및 공간감의 순으로 일반적인 그림자 역

할 및 효과를 생각하고 있었다. 문항 3은 응답자가 그림자 표현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묻는 설문으로, 결과는 그림자의 방향 

및 각도가 6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앞서 진

행한 그림자의 가장 중요한 효과와 같은 맥락으로 응답자들이 

빛의 방향에 따른 그림자의 각도 표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항 4는 구체 아래 플랫한 형태의 그림

자와 그라데이션 그림자 이미지를 제시하여 형태 표현 방법의 

차이에 따른 그림자의 역할 및 효과를 선택하는 문항이었다. 조
사 결과 플랫 그림자의 경우 응답자들은 1위에 형태 지각, 2위
에 빛 방향성을 해당 그림자의 효과로 선택하였다. 이는 플랫 

그림자가 그라데이션 그림자보다 명암 경계의 대비가 강하기

에 형태 지각이 용이하며 빛의 방향 또한 판단이 용이했던 것으

로 해석된다. 반면 그라데이션 그림자는 1위에 실재감, 2위에 

요소 간 자연스러운 조화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이는 그라데이

션 그림자의 부드러운 퍼짐효과로 사물과 공간의 경계가 자연

스럽기에 실재감과 요소 간 조화 쪽 표현에 용이하다고 판단하

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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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그림자 기초 인지 설문

Table 1. Basic survey of shadow

그림자에 대한 기초 인식 조사 후 서비스 유형별 그림자의 

정적 및 동적 표현 방법에 대한 설문을 위해 3D와 모션 툴로 기

존 콘텐츠에 직접 합성 제작 후 진행하였다. 먼저 각 서비스 별

로 3D 물체가 증강되기 이전 환경의 이미지를 제시하여 피험자

의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후 증강된  3D물체 이미지에 적

합한 그림자 표현 방법이 무엇인지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 2는 

첫 번째 서비스 유형인 사용자가 공간에 소파를 배치하는 쇼핑 

서비스의 정적 및 동적 설문으로 먼저 정적 설문 결과를 보면 

문항 1-1의 그림자 형태 표현 방법에서는 실 환경의 주변 사물

과 증강된 3D 물체의 그림자가 정합될 시 소파 외형의 ‘형태가 

반영된 그라데이션 그림자’가 77.9% 로 답변이 가장 많았다. 농
도 문항인 1-2의 경우 주변 사물의 그림자 농도와 가장 가까운 

‘농도 50%’가 53.7%로 가장 많았다. 사용자가 가구를 주거 환

경에  직접 배치하여 구매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이러한 서비스

의  3D 물체와 그림자 표현은 공간과의 어울림이 중요하므로 

실재감과 공간감이 중요하다. 따라서 기초 인식 설문 답변에서

도 나왔듯이 그림자 요소 간 조화를 통해 실재감을 증진할 수 

있는  사물의 외형 형태를 반영한 그라데이션 그림자와 주변 사

물들의 그림자 농도와 유사한 '농도 50%'의 선택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동적 설문 문항인 1-3에서 1-5까지 그림

자 각도, 투시, 고도 표현 요소가 실제 환경을 반영하는 것이 좋

은지의  여부를 묻는 설문은 각각 각도는 67.2%, 투시는 91.8%, 
그리고 고도는 77%로 세 항목 모두 환경을 반영하는 것이 좋다

는 비율이 압도적이었다. 동적 표현의 세 항목 중에서 특히 투

시 선택 비율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사용자가 3D 물체를 직접 

움직여가며 공간에 배치할 때 공간과 연결된 시점에 따른 움직

임이 상대적으로 많은 쇼핑 서비스의 특징으로 보인다.

표 2. 쇼핑 정적설문/동적설문 결과표 

Table 2. Static and dynamic survey result of shopping 

Question 1.Recognition of shadow's shade and umbra

Question 2. Shadow's
 roles and effect (select 3)

 Question 3. important
representation of shadows

Question 4. Role and effect by shadow's shape(flat/gradation))

Question 1-1. Selection of shadow's shape 

Question 1-2. Selection of Shadow's brightness

Question 1-3. Shadow's angle(applied or not applied) 

Question 1-4. Shadow‘s perspective(applied or not applied) 

Question 1-5. Shadow's elevation(applied or not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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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두 번째 서비스 유형인 위치정보 서비스 문항으로 사

용자가 실외에서 증강된 여우에게 길 안내를 받는 상황이다. 정
적 설문 문항 2-1의 결과 사물의 ‘형태가 반영된 플랫 그림자’
를 선택한 비율이 48.4%로 가장 많았다. 플랫 그림자는 물체의 

명확한 형태 지각과 빛 방향 인지에 도움을 준다는 기초 인식 

설문 결과와 같이 응답자들의 답변을 볼 때 증강된 여우가 길안

내 시 제시한 몸의 방향성을 플랫 그림자가 가장 명쾌히 반영한

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항 2-2의 농도설문 결과 그

림자의 농도 50%와 75%가 각각 50.8%, 42.6%로 근소한 차이

를 보였다. 다른 서비스 유형에 비해 실외 자연광의 길 찾기 상

황에 맞게 뚜렷한 그림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적설문 

문항인 2-3~2-5의 결과에서 그림자 각도, 투시, 고도는 각각 

70.5%, 70.5%, 86.8%로 세 가지 경우 모두 압도적으로 해당 환

경 상황을 반영한 항목의 비율이 높았으며 그중 고도 반영 선택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응답자들이 증강된 물체인 여우 움직

임의 고도에 따른 그림자 농도와 사이즈의 변화가 그림자의 실

재감 표현을 강화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위치정보 정적설문/동적설문 결과표 

Table 3. Static and dynamic survey result of a GPS 

표 4는 세 번째 서비스 유형인 게임 서비스 문항으로 사용자

가 실내에서 증강된 가상의 섬을 조작하는 상황이다. 정적 설문 

문항 3-1의 결과 사물의 ‘형태가 반영된 그라데이션 그림자’를 

선택한 비율이 52.5%로 가장 많았다. 그라데이션 그림자가 요

소 간 자연스러운 조화를 통해 실재감을 증진시킨다는 기초 인

식 설문 결과와 같이 응답자들은 3D물체가 증강하는 상황에서 

요소 간 자연스러운 조화 측면에서 그라데이션 그림자를 선택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항의 경우 디자인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선택 비율에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전공자의 과반수가 ‘형태

반영 그라데이션 그림자’를 선택하였지만 비전공자는 ‘형태반

영 그라데이션 그림자’와 ‘형태반영 플랫 그림자’의 선택비율

이 동일하였다. 전공자는 자연스러운 조화를 위해 주변 환경 그

림자스타일과의 일관된 표현을 중시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비

전공자는 그 측면도 있지만 실내 상황이어도 빛이 강한 편인 실

험도구 상황에 또렷한 외형이 반영된 그림자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음을 볼 수 있다.  문항 3-2의 농도설문 결과 주변 사물의 

그림자 농도와 가장 가까운 ‘농도 50%’가 78.1%로 가장 많았

다. 동일 공간 내 주변 사물 그림자 농도 표현의 조화가 이질감 

없는 자연스러운 실재감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후 진행한 동적설문인 문항 3-3~3-5의 그림자 각도, 투시, 고도

에 대한 답변은 각각 59.8%, 55.4%, 76%로 세 가지 모두 해당 

환경의 상황을 반영하는 그림자 표현을 선호 하였다. 세 개중에

서는 고도 표현의 환경반영 필요성의 수치가 가장 높았다. 이는 

응답자들이 해당 서비스에서 증강된 섬의 고도에 따른 그림자 

농도와 사이즈 변화가 그림자의 실재감 표현을 강화하고 있다

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와 같이 단순 

수직운동 기반 조작 게임 상황이 아닌 슈팅 게임 등 사용자의 

시점이 다각적으로 변화는 게임은 각도, 투시, 고도의 변인이 

가변적으로 실재감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표 4. 게임 정적설문/동적설문 및 결과표 

Table 4. Static and dynamic survey result of a Game 

Question 2-5.Shadow's elevation(applied or not applied) 

Question 2-1.  Selection of shadow's shape

Question 2-2. Selection of Shadow's brightness

Question 2-3. Shadow's angle(applied or not applied) 

Question 2-4. Shadow‘s perspective(applied or not applied) 

Question 3-1.  Selection of shadow's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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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는 네 번째 서비스 유형인 교육 서비스 관련 문항으로 가

상의 공룡이 실제 물체인 책 위에 증강되는 상황이다. 정적 설

문인 문항 4-1의 결과 사물의 형태가 반영된 그라데이션 그림

자를 선택한 비율이 51.6%로 가장 많았다. 또한 문항 4-2의 농

도 설문 결과 주변 사물의 그림자 농도와 가장 가까운 ‘농도 

50%’의 선택 비율이 66.7%로 가장 많았다. 이에 응답자들은 기

초 인식 설문 답변에서와 같이 그림자 요소 간 조화를 통해 실

재감을 증진할 수 있는 사물의 외형 형태를 반영한 그라데이션 

그림자와 주변 사물들의 그림자 농도와 유사한 '농도 50%'가 주

변 요소들과 자연스러운 조화가 용이하다고 여겼음을 알 수 있

다. 동적 설문 문항의 경우 4-4, 4-5를 먼저 보면 그림자 투시, 고
도는 각각 70.5%, 73%로 두 결과 값 모두 해당 환경 상황을 반

영한 항목 선택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문항 4-3
의 그림자 각도에 대한 답변 결과는 환경 상황 미반영을 선택한 

비율이 50.8%로 근소한 차이로 우세하였다. 이는 가상의 물체

가 전체 공간이 아닌 좁은 범위 영역의 실제 사물인 책 위에 증

강될 때 공간 광원변화에 따른 과한 그림자의 각도 변화가 오히

려 거부감을 초래할 수도 있어 증강되는 배경의 영역에 따른 변

수도 신중히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동적 표현의 세 항

목 중에서는 특히 고도 선택 비율이 가장 많았다. 이는 공룡이 

머리와 상체를 들고, 다시 아래로 구부릴  때 발생하는 고도 변

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그림자 변화의 표현이 살아있는 생명체

의 실재감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 교육 정적설문/동적설문 및 결과표 

Table 5. Static and dynamic survey result of Education 
Question 4-1. Selection of shadow's shape 

Question 4-2. Selection of Shadow's brightness

Question 4-3. Shadow's angle(applied or not applied) 

Question 4-4.Shadow‘s perspective(applied or not applied) 

Question 4-5. Shadow's elevation(applied or not applied) 

Question 3-2. Selection of Shadow's brightness

Question 3-3. Shadow's angle(applied or not applied) 

Question 3-4. Shadow‘s perspective(applied or not applied) 

Question 3-5. Shadow's elevation(applied or not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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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서비스 유형 간 문항 비교

표 6은 서비스 유형 간 정적 및 동적 설문 비교 결과이다. 정
적 설문 문항의 첫 번째인 서비스 유형 별 그림자 형태 표현 선

택 결과를 보면 쇼핑 서비스의 경우 그림자에 증강 물체의 외형 

형태가 적용된 그라데이션 표현이 타 서비스 대비 큰 차이로 답

변 되었다. 쇼핑 서비스는 사용자가 가구를 공간에 직접 배치하

여 공간과의 조화로움 여부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는 방식이므

로 공간과 증강된 물체와의 조화로움에 따른 실재감을 중시한 

결과로 보인다. 두 번째, 그림자의 농도 문항의 비교 결과 모든 

서비스에서 주변 사물들의 그림자 농도와 유사한 '농도 50%'를 

선택하였다. 같은 50%내에서도 게임>교육>쇼핑>위치정보의 

순서로 서비스 유형 간에 선택비율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는 

게임에서 책상 위 가상 섬, 교육에서 책 위의 공룡 등 증강 사물

이 사용자의 시선에 좀 더 가깝게 증강될수록 물체와 주변 사물 

간 그림자 농도의 일치가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동적 설문 문항 중 서비스 유형별 그림자 각도 표

현의 환경 상황 반영을 선택한 비율의 결과를 보면 위치정보>
쇼핑>게임>교육 순서로, 위치정보 서비스에서 그림자 각도 표

현이 좀 더 중시되었다. 이 결과를 볼 때 광원에 따른 그림자 각

도의 환경 상황 반영 여부가 효과적인 길안내 방향 인지에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반면 교육에서는 그림자 각도 미반영의 

비율이 조금 더 우세하였다. 이에 따라 물체가 전체 공간이 아

닌 좁은 범위 영역에서 증강될 때 공간 광원변화에 따른 과한 

그림자의 각도 변화 표현이 오히려 실재감에 안 좋은 영향을 미

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그림자 투시의 환경 상황 

반영이 적절하다고 선택한 서비스 유형 간 비율 비교는 쇼핑>
위치정보>교육>게임 순이었다. 쇼핑 서비스의 경우 가구와 같

은 물체를 공간에 배치할 때 공간과의 투시 환경 일치가 다른 

서비스보다 좀 더 중요한 실재감 요소로 작용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사용자의 시점의 변화가 많은 슈팅 게임과 같은 서비스는 

투시 표현에 대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 있지만, 단순 수직 운

동을 기반으로 한 실험 도구의 게임에서는 투시 표현 그림자가 

실재감 표현 강화 요소에 크게 작용하지 않음을 답변 결과를 통

해 알 수 있다.  다섯 번째 그림자의 고도 표현과 관련하여 물체

의 움직임에 따른 환경 상황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선택한 서비스 유형별 답변 비율을 보면 위치정보 서비스가 가

장 높았으며 쇼핑, 게임, 교육 서비스의 경우 비슷한 수치가 도

출되었다. 이는 점프하는 여우 움직임의 고도 변화 표현을 그림

자의 농도와 사이즈를 통해 적용한 위치정보 서비스가 좀 더 동

적 변화가 큰 적극적 고도 표현 측면에서 다른 서비스 대비 그

림자의 실재감 표현을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실내

의 한정된 공간에서 사용되는 다른 서비스 대비 실 외 환경에서 

더 자유도가 높은 고도 공간 축을 사용하기 때문이라 보인다. 

표 6. 서비스 유형 간 정적 및 동적 설문 비교

Table 6. Comparison of Static and dynamic survey 
between service type 

4-4 서비스 유형별 그림자 표현 가이드라인 제안

설문 조사 결과 사용자들은 증강된 3D물체와 실제 환경 주

변 사물들의 그림자를 자연스럽게 비교하여 유사한 그림자의 

표현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기반으로 진행한 실증 연

구 결과를 반영하여 표 7과 같이 증강현실 앱의 서비스 유형별 

3D 물체의 그림자 표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1) 쇼핑 서비스 

표 7의 (1)은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쇼핑 서비스의  정적 

및 동적 그림자 가이드라인이다. 쇼핑 서비스는 인공광의 영향

을 받는 실내 공간에서 사용자가 직접 가구를 증강시켜 공간과 

어울림을 비교하는 서비스 유형으로 공간과 증강된 물체와의 

조화가 특히 중시된다. 따라서 주변 물체와 자연스러운 조화에 

도움을 주며 동시에 실재감과 공간감을 증진하는 효과를 가진 

형태가 반영된 그라데이션 그림자로 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주변 사물과 농도 부조화의 어색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농

Comparison of shadow's shape

Comparison of Shadow's brightness

Comparison of Shadow's angle

Comparison of Shadow's perspective 

Comparison of Shadow's elevation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J. DCS) Vol. 21, No. 7, pp. 1211-1222, Jul. 2020  

http://dx.doi.org/10.9728/dcs.2020.21.7.1211 1220

도 50%로 제작하는 것이 좋다. 쇼핑에서 가장 유의하여 제작하

여야하는 동적 표현은 투시 표현으로 사용자가 가구를 실제 공

간에 배치하는 등 시점에 따른 움직임이 다른 서비스 유형에 비

해 많기 때문이다. 그 외 그림자의 고도 표현은 사용자가 물체

를 들어 올린 높이에 따른 적절한 그림자 크기와 농도변화를 반

영해야 하며, 공간에 드롭 되어 배치될 때에는 바닥면에 드리워

진 그림자 각도가 광원에 맞게 잘 적용되어야 한다. 쇼핑은 증

강 물체의 움직임과 공간의 조화를 지속적으로 연동해야 하는 

서비스이므로 정적 조화와 함께 동적표현의 조화가 중요하다.

2) 위치정보 서비스

표 7의 (2)는 위치정보 서비스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적, 동
적 그림자 가이드라인이다. 먼저 그림자의 형태표현을 보면 실

험도구의 환경은 강한 태양광의 실외 상황에서 증강된 여우가 

이동하며 길안내를 하므로, 명암 경계의 대비가 강한 형태가 반

영된 플랫 그림자 표현이 적절하다. 또한 농도 표현의 경우  

50%농도의 범주가 실제 환경의 그림자가 다소 옅거나 짙어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적절히 조율되어 농도 부조화의 어색

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작 방법이다. 동적표현의 경우 3D 물
체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 그림자의 고도 표현이 가장 중시

된다. Y, Z축을 기준으로 점프와 이동 등 물체의 고도 변화를 

반영한 그림자 사이즈와 농도 변화는 물체의 이동 방향과 높이

에 대한 정보를 주어 실재감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또한 바닥면

에 착지할 시에 바닥면에 드리워진 3D 물체의 그림자는 실제 

환경 상황의 그림자의 각도와 투시를 잘 반영 시켜야 사용자의 

시점변화에 용이한 위치정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3) 게임 서비스 

표 7의 (3)은 게임 서비스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적 및 동적 

그림자 가이드라인이다. 먼저 실내 인공광의 환경에서 가상의 

섬을 조작하는 설정의 경우 그림자 정적 표현 중 형태 표현은 

공간과 주변 물체와 자연스러운 조화에 도움을 주는 형태가 반

영된 그라데이션 그림자의 표현이 적절하다. 마찬가지로 게임 

서비스의 그림자 농도 표현도 주변 사물과의 농도 조화에 준한 

농도 50%범주의 표현이 적절하다. 동적 표현에서는 실험도구

와 같이 Y축만의 이동을 기준으로 물체의 움직임을 반영할 시 

그림자의 고도 표현이 가장 중요하며, X축과 Z축으로 연동 시 

각각 실제 환경 상황의 광원을 반영한 그림자 각도와 투시가 적

용되어야 실재감이 더욱 증진된다. 하지만 시점의 변화가 많은 

슈팅게임 등의 경우 고도보다 투시나 각도가 더욱 중요한 실재

감의 변인이 될 수 있으므로 게임의 유형과 속성에 따른 동적 

그림자 실재감의 요인을 추가로 잘 정의할 필요가 있다. 

4) 교육 서비스 

표 7의 (4)는 교육 서비스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적 및 동적 

그림자 가이드라인이다. 인공광의 영향을 받는 환경이나 실내 

공간 전체의 영역이 아닌 책과 같은 실제 사물 위에서 증강된 

공룡을 관찰하는 교육 서비스의 경우 그림자의 형태 표현은 주

변 요소들과의 조화를 통해 3D물체의 실재감을 증진할 수 있는 

형태가 반영된 그라데이션 그림자로 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 
마찬가지로 농도 표현은 주변 실제 사물들과의 농도 부조화의 

어색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50% 영역의 표현이 적절하다. 동적 

표현의 경우 공룡이 머리와 상체를 들고, 다시 아래로 구부릴  

때 발생하는 Y축의 고도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그림자 변화

의 표현이 살아있는 생명체의 실재감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물론 머리 및 몸을 돌리거나 하는 자유도가 높은 움직임의 경우 

고도 외에 실제 환경 상황에 준하는 투시와 각도 또한 중요 표

현 요소가 되겠지만,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전체 공간이 아닌 책 

위와 같은 좁은 범위 영역에서 과도한 각도의 변화 표현은 오히

려 넓은 공간 환경과의 부조화에 따른 실재감에 부정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표 7. 서비스 유형 별 그림자 가이드라인 

Table 7. shadow guidelines by Service Type

그림 8은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제안된 표 7의 사물과 

그림자의 관계에 따른 각 서비스 유형별 그림자 제작 가이드라

인에 실제 배경요소까지 적용시켜 본 정적 및 동적 그림자의 최

종 표현 예시 결과물이다. 

(1) Shopping guidelines

(2) GPS guidelines

(3) Game guidelines

(4) Education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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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배경이 적용된 서비스 유형 별 그림자 표현 최종 예시 

Fig. 8. A final example of shadow representation with 
background by service type

Ⅴ. 결론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증강현실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으나  실재감 표현 측면에서 그림자의 역할과 효과에 대한 연

구와 증강현실 서비스 유형의 환경에 따른 그림자 표현의 가이

드를 제시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가 시작되었

으며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음과 영 기준에 따른 그림자의 7가지 역할 및 효과

를 도출하였다. 둘째, 그 중 영의 표현 기반으로 5가지 표현 요

소를 정적, 동적 요소로 나누어 분석도구 항목을 구체화 하였

다. 셋째, 설문조사를 통해 증강된 3D 물체와 주변 사물들의 실

제 그림자와의 조화가 실재감에 영향을 준다는 피험자의 공통 

답변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쇼핑, 위치정보, 게임, 교육의 4가지 

서비스 유형에 따른 그림자의 선호 표현 방법을 각각 도출하였

다. 넷째, 도출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유형별 그림자 표현 방

식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

을 가진다. 음과 영은 모두 그림자의 요소로써 연관 관계를 가

지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먼저 영을 중심으로 연구 하였으므

로 음과 영을 변인으로 고려하여 진행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

다. 그리고 본 연구의 실험도구가 서비스 유형별 선행 사례를 

기반으로 제작되다 보니 개별 서비스는 5가지 분석도구의 분석 

항목들은 다 갖추고 있긴 하나 서비스 간 비교 측면에서 상황별 

모든 빛의 변인을 통제할 수 없어 서비스가 주로 이용되는 환경

의 주요 광원으로 한정시킨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진행한 그림자의 역할 및 효과 연구를 반영시킨 실제 전역 조명 

기술을 활용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 간 물체의 

움직임 방식 등을 일관되게 통제를 못한 한계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실재감 강화를 위해 그림자가 중요한 표현 요소임에

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경시 여기는 인식과, 특히 증강 현실 

내 3D 물체의 그림자 표현 방식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부재

한 현실에 착안하여 시작된 연구로 그림자의 역할 및 효과를 정

의하고, 실증 연구를 통해 서비스 유형별 효과적인 그림자의 표

현방법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안하였다는 데에 의의를 갖고자 

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음영의 연관 관계 기반, 증강 환경의 광

원 변인 기반, 그리고 물체의 움직임 외에 카메라 앵글을 통한 

사용자 중심의 동적 변인 요소에 따른 표현 방식 등의 심화 연

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또한 주 증강 물체와 함께 증강 환경에 

적용되어 각종 조작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GUI 컴포넌트에 대

한 어포던스 측면에서의 그림자 표현방식을 연구할 예정이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가 부족한 그림자 연구 영역에서 관련 후속 

연구와 실무 활용의 초기 가이드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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